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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과 기회

  The Role and Opportunity of Blockchai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문승혁*

Seung Hyeog Moon*

요 약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주로 온라인 가상화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BTC)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처음 거래된 2010년 5월 불과 1불 이하에서 현재는 1만불을 오르내리는 가

치를 갖게 된 요인이 크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거래가 날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산 원장

방식의 신속하고 안전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 큰 잠

재력을 갖고 있으며 적용 영역도 다양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진화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사회는 유용한 디지털 정보

의 이용, 공유 및 가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익명성이 특징인 온라인을 통한 디

지털 자산의 거래나 권리 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킹이나 사기 등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는데, 블록체

인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경제에

서의 유용성 있는 발전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주요어 : 블록체인,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 분산, 데이터베이스

Abstract It is true that Blockchain has been known as a core technology for cryptocurrency like bitcoin (BTC). 
It is caused by its rapid value rises. Now, one BTC is trading around 10,000 US dollars while it bought just 
less than one dollar at its first trading in May, 2010. Blockchain makes on-line transactions possible by the safe 
cryptocurrency swiftly based on P2P network and distributed public ledger while its on-line traffic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is technology has bigger potential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its 
application areas will be varied. The evolving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needs to make new added value 
through utilizing, sharing and processing of useful digital information. Obstacles such as hacking and fraud   
often exist when transactions of digital properties, right transfers, etc. are done through digital network 
specialized with anonymity. It is expected that blockchain will be a definite solu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addresses useful development direc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blokchain in the digital economy by analysis of 
its current statu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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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블록체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 (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가진 개발자에 의하여 가상화폐

인 비트코인의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 기

술과 공개 열쇠 암호방식 (Public-key Cryptography)을

결합하여 모든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공개된 원장 (장

부)을 통한 거래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는 기술이다.[1]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빅데이터를 기

반으로 하여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간 및 산업체 등에

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업무의 많은 부분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

을 통한 상품 거래나 송금과 같은 보편적인 업무 외에

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이 전제

가 될 경우 활성화가 가능한 다양한 업무나 산업이 존

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신체정보와 관련한 의료정보

서비스와 지적 자산을 포함해 향후 이루어질 각종 디지

털 형태의 자산 거래나 이용을 위한 스마트 계약을 위

해서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의 다

양한 적용과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블록체인은 핀테

크 산업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거래가 이루지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 확보 외에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혁신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다.

Ⅱ. 블록체인의 현황

1. 개념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으로 이루어지는 분산 데이터

베이스로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

여자들의 검증과 합의로 블록을 형성한 후에 참여자들

에게 분산되어 저장된다. 블록은 한건의 거래가 이루어

질 때 마다 특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이후 블록체인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그 정보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데이터 블록들이 체

인 구조로서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각 블록은 그 이전

블록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블록의 구조를 바꾸

거나 해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블록 내의

거래 정보를 해킹하기 위하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블록체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

크 참여자의 블록을 함께 실시간 해킹해야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가장 잘 알려진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익명으로 금융거

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폭넓은 이용은 이를 이용하는 해당 국가별로 가상화폐

에 대한 규제 문제의 해결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권과 비금융권 모두

에 매우 유용한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의 발명 이후 가장 중요한 발명으로 여겨

질 정도로 그 잠재력은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는 시점

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경제는 점점 더

디지털 경제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는데, 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거래를 중재하

는 기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

장되는 온라인상에서는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거래를 한다고 해도 해킹이라는 암초를 만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확보의 문제를 풀

어야만 한다.

2. 현황

블록체인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그 잠재력과 파

급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 애플리케이션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금융거래에 주로

국한되어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금융

거래나 디지털 경제에서의 단점이었던 중앙 집중

(Centralized) 시스템 대비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알

려진 탈 중앙 집중 (Decentralized) 네트워크 거래

구조에 있다. 본 시스템은 분산·저장을 통해 안전한

거래와 관리를 네트워크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실행

하는 것에는 유리하다. 반면 도입 초기의 각 애플리

케이션 개발을 통해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중재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

정이 필요한데 이를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 집중된 조직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도 블록체인이 아직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안전

하다고 하여도 이용하는 금전이나 자산을 주고 받

는 거래 등을 일반인이 컴퓨터만을 이용해 코드로

구현하는 것에 대하여는 꺼려지게 된다. 따라서 블

록체인의 보편화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

다. 금융권, 온라인상의 디지털 경제 주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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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안정적인 거래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정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의료

산업의 주체들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Ⅲ. 블록체인 기술

1. 블록체인 아키텍처

일반적으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동일한 것으

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일

뿐이다. 그 만큼 블록체인 기술은 그 적용 범위가 넓다.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다양성은 그 구조의 독특성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블록의 연속으로 전통적인 공공

거래장부와 같이 거래 기록의 완전한 목록을 가지고 있

다. 블록체인은 그림 1과 같이 블록이 연속적으로 이어

져 있는 구조이다.[2] 각 블록은 기본적으로 패런트

(Parent) 블록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전 블록의 해시

(Hash)값을 참고하여 위치한다.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

록은 제니시스 (Genesis) 블록이라고 불리우며 패런트

블록를 가지지 않는다.

그림 1. 블록체인 아케텍처

Figure 1. Blockchain Architecture

각 블록은 그림 2와 같이 블록 헤더 (Header)와

블록 바디 (Body)로 구성되어 있다.

블록 헤더에는 블록의 검증 기준을 나타내는 블록

버전 (Version), 바로 이전 블록을 가리키는 패런트

블록 해시 (Parent Block Hash), 블록 내 모든 거

래의 해시 값인 머클트리 루트 (Merkle Tree

Root),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 스탬프 (Time

Stamp), 현재의 해시 작업 목표치인 nBits 및 논스

(Nonce) 값으로 구성된다. 블록 바디는 거래 계수

기 (Transaction Counter)와 거래들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블록 내에 포함되는 최대 거래의 숫자는 블

록의 크기와 각 거래의 크기에 달려있다. 블록 체인

은 거래 인증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대칭 암호기법

을 사용한다.

블록체인의 기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유

되는 거래기록으로 이루어진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다.

매 거래는 참여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검증되도록

되어있어 사기성 거래는 집단적 검증을 통과할 수가 없

는 구조이다.[3] 암호기법을 이용하여 블록체인을 구성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채굴 (Mining)이라고 불리는 과정

으로 안전한 거래정보를 모아서 개개의 블록을 생성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해시함

수에서 블록조건에 맞는 수인 논스를 찾아내야한다. 이

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

문에 전기료 소모 등 채굴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노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새로운 블록을 유효하게 만든 채굴자

에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정액의 가상화폐가 주어

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롭게 생성된 블록이 네트

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되고 참여자들은 블록 자체

의 유효성 검증과 함께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의 유효성

까지 검증 과정을 완료한다.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새로운 블록은 기존 블록들과 체인 형태

로 연결되어 원장으로 보관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수정

은 불가하다.[4]

그림 2. 블록의 구조

Figure 2. Block Structure

2.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

1) 탈 중앙 집중 (Decentralization)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거래 시스템과는 달리 중

앙 기관 인증 등의 개입 없이 P2P 거래가 이루어져

시간지체를 방지하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2) 영속성 (Persistency)

거래가 이루어지면 블록에 저장된 거래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확인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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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원천적으로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3) 익명성 (Anonymity)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들은 거래에 관련한

개인 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접근

권한 주소를 다수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어 프라이

버시를 침해당할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4) 검증능력 (Auditability)

블록체인 상의 각각의 거래는 타임스탬프와 함

께 검증 및 기록되어 거래 당사자는 분산 네트워크

를 통해 지난 거래를 찾아 손쉽게 검증이 가능하다.

I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1. 가상화폐

2009년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 아래 탄생한 비트

코인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화

폐가치의 불안정성 극복의 역할과 효용성에 그 가

치를 인정받아왔다. 기존의 화폐 발행은 각국의 중

앙은행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중앙집중식 화폐관리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지급이나 결제가

중앙은행과 연결된 시중은행을 통하여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도이다. 중앙집중식 화폐운용 시스템

은 화폐 발행에도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

며 날로 진화하는 금융 해킹에도 쉽게 노출되어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소액결제와 단시간 내에

빈번한 거래가 이루지는 현재의 온라인 경제 시스

템에서는 저비용의 안전한 거래를 원하는 온라인

거래 이용자들에 의해 가상화폐의 편리성이 강조되

고 있다.

2019년 1/4분기 기준 월간 이용자 숫자가 약 24

억명 (Statista, 2019)으로 세계 1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

폐 시장에 일찍이 주목하였다. 2019년 6월 18일 페

이스북이 공개한 가상화폐인 리브라 (Libra)는 페이

스 북 내의 각종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는데, 엄청

난 이용자 수에 기반한 경제 규모로 인해 기존 가

상화폐와는 차별화 될 예정이다. 더욱이 리브라는

리브라 협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각자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확장·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활용성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기존 가상화폐 대비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브라 협회에는 결제 전문회사인 비자카

드, 마스터카드, 페이팔 외에 이베이, 우버, 부킹닷

컴 등 IT 기반 서비스의 강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기존의 암호화폐와 달리 리브라는 복수의

통화인 달러, 파운드, 유로, 스위스, 프랑, 엔화로 구

성된 바스켓의 가치와 연결되어 정해지도록 되어있

어 안전 자산으로서의 장점을 가질 예정이다.[5]

2. 금융시장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소액결제에 적

용되어왔던 불록체인 기술은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도 적극적 도입 및 활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은행

들의 필요성 인식으로 미국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인 R3사는 결제·회사채·보험 등 8개

금융분야에 적용할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

여 2015년 9월 유수한 글로벌 투자은행

(Investment Bank)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

치뱅크, 바클래이, JP 모건, 메릴린치 등이 참여하는

R3CEV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R3는 시스템 설계

및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 효율성이 높은 블록체인

플랫폼인 코다 (Corda)를 개발하였고 참여 은행들

은 이를 각사별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에 연동시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6]

골드만 삭스나 모건 스탠리 등 일부 투자은행들이

R3CEV를 탈퇴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타 블록체

인 기술회사와의 협업에 나서는 등 글로벌 금융시

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한층 속도

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타 적용분야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뛰어 넘어

디지털화 진행에 따른 모든 지적재산권이나 향후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유권

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7] 또한 스마트 계약

에의 적용도 매우 전망이 밝다. 분쟁 발생 시 특정

시점에서의 권리의 소유 혹은 침해 여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법적 해석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아파트나 토지의 매매, 주택·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은 과거에 비해 그 건수도 늘고 있고 빈번하게 일

어나고 있는데 권리 확보, 등기 업무 등을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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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사자 간 분쟁의 사전 방지 및 다툼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솔루션으로서 방대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아

국가적인 비용손실을 절감해 줄 수 있다.[8] 그밖에

자동차의 거래나 등록에 적용하여 차량관리의 효율

화 및 사기·도난 등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대가 되는 것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에 적용 할 경우이다.

제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공장의 부품 소싱에서부터 자동화 생산 라

인을 거쳐 유통 채널을 통한 적기 공급에 있다. 블

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온라인 상에

서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성 있는 계약 체결과 납품

에 따른 대금 지급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처리함으

로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공

급망 네트워크 내의 모든 협력사들은 생산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며 생산 차질이나 품질 문제의 사전

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제품의 빠른 납기와

재고 관리를 통해 차기 생산제품을 위한 자재 및

생산 준비를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의료분야는 민감한 개인의 질병 정보와 치료 이

력 등 데이터의 관리와 보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한

다. 환자의 질병정보가 유·무선을 통해 송·수신이 되

므로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진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안전한 의료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 진다.[9]

그밖에 전자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나

학위증이나 성적증명서 발급 등 각종 증명서나 면허

증 발급 등은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여 대면 발

급을 받아야 하거나 복잡한 과정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행정 전산화와 모든 거래나 민

원 업무의 온라인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암호화로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 기술이 확보되어

야한다. 지금까지는 각 업무의 주체별 중앙 집중식

관리 시스템으로 이를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 일뿐만이 아니고 비용과 보안측면에

서도 경쟁력이 없어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1.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Table 1.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적용분야 현황 전망

가상화폐

중앙집중식 화폐운용

시스템에 따른 국가별

화폐발행 및 운용비용,

금융해킹 등 보안 이슈

방지와 은행 간 송금

시의 효율성과 편리성

개선의 일환으로 적용

화폐자치가 불안한

국가에서 대안

화폐로의 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온라인 이용자들의

안전 거래 제공 등

금융시장

국가 내, 국가 간 은행

거래 폭증 등 복잡성

증가에 따른 시스템

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활발한 컨소시엄 활동

전개

블록체인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업체와 글로벌

투자은행 등

금융권의 긴밀한

공조로 관련 시장

활성화

기타

지적재산권, 등기 등과

같은 소유권 관리 업무,

디지털 계약 등,

지능정보사회에서

온라인 상 법적 분쟁

소지 제거 목적의

스마트 계약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4차산업혁명 견인에

필요한 스마트 공장

공급망 관리, 선진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확대

V. 해결 과제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시스템의 효율성, 보안성 및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시스템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거래의 신뢰성

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방법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과정을 거

쳐 참여자 과반수의 검증과 동의를 받는 과정에 시

간 지체와 컴퓨팅 파워의 소모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은 블록체인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9]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첨병 역할을 하는 IoT와 연결하여 신뢰성 있는 데

이터의 확보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IoT

의 속성은 최소한의 전력과 컴퓨팅 파워의 소모이

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내에서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술의 개

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아키텍처 자

체의 견고한 보안성은 현재의 가장 큰 적용 분야인

비트코인 거래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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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19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
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출현 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사용할

때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 특히 블록체

인을 통한 거래 이후 개인의 컴퓨터 환경을 둘러싼

취약한 보완을 틈탄 해킹이나 데이터의 누출을 막

을 수 있는 방법과 글로벌 협력을 통한 해법 마련

이 필요한 상황이다.

ⅤI. 결론

디지털 경제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

융거래 혁신 외에도 크게는 의료, 제조, 유통 등의

산업에서 부터 자산관리, 등기, 특허, 면허 등 정부

의 행정 지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신용사회의 기반

을 받쳐 줄 블록체인의 역할은 매우 커 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빅데이터는 누가 먼

저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와 호혜적 활용을

위한 상호 공유가 중요하다. 따라서 데이터의 신뢰

성 있는 관리 능력은 기업이나 정부의 글로벌 경쟁

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핀

테크도 성장하고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 혁신도

가능하며 고도화 된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도 이룩

할 수 있다. 더욱이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공유 및 융합이 필요한데, 이때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안전한 이용, 공유 및 거래가 담보되

어야 한다. 결제 정보, 개인 정보, 산업 비밀 정보

등의 노출 및 불법 사용위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국가적인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퀄컴사와의 공동 기술 개발과 CDMA 방식의 무선

통신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은 이

후 20년 넘게 IT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으

나 빅데이터나 AI 분야에서는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성

공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관리 및

거래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창출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익명 거

래와 음성적 이용을 위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

술이 실용화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IT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이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

반기술 개발과 응용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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